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수요일: AWANA 6:30-8:15pm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나진

김릴리

수 4pm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가족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형제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자매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휄로우십홀)
다문화

봉사 당번 안내
7/9

7/16

7/23

7/30

휄로우십 다과

다같이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장경민,박주애
/박영미,윤재연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2017년 7월 9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한인부 목장 안내

라윤 (7월) & 바마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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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북한의 경제 상황과 지원 방향

염소 젖은 우유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되며, 보통 어린이 양육
변혁사역팀

북한은 농사 가능 면적의 겨우 20%만이 비옥한 경작지일 정도로 좋은 땅이 매우 부
족하며,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생장철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1995년 7~8월에 집중
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댐과 저수지가 파손되었으며, 농작물과 식량의 유실, 주택
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붕괴, 상수도 및 관개시설 파손과 함께 수만 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었다. 1995년 당시는 소련 붕괴의 여파로 북한이 이미 심각한 경제위기에
들어서던 차였으며, 이러한 대홍수는 사회,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었다.
이 당시 북한은 주력 수출 무대이자 기술 및 필수 원자재 조달선인 동유럽 시장을 잃
었으며, 중국은 대북 석유수출에 대해 시장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러가
지 요인이 모두 합쳐지자 북한 계획경제의 기반인 식량공급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되
었었다. 이에, 북한정부는 유엔과 스위스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국제 사회의 인도
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해 1,250만톤이 넘는 식량을 지원했다. 당시에는 중국, 대한민국, 미
국, 일본의 4개국이 주요 공여국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대규모 원조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농업정책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계획경제이다. 약 3,000개
의 협동농장에서 재배되는 주곡인 벼와 옥수수는 중앙배급제도에 의해 일괄 집하된
후 정부가 도시의 각 가정으로 배급한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로 등의 자연재해가 발
생하면, 주민 한 명 당 하루 배급식량의 양이 줄어들고, 식량 지급도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북한이 안고 있는 한계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부족, 최신 지식
의 미비, 수요 부문에 대한 입장차이, 도구와 설비의 유지보수, 에너지 부족, 데이터
수집 문제 등이다. 이를 위해, 토양 비옥도 개선, 토양침식 예방(등고선 벨트), 지역주
민의 요구 충족 등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사
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경사지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인 경사지관리 프로그램
(Sloping Land Management Program)과 토양침식 방지, 연료/비료 절감 및 토
질개선을 위해 보전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저경운 농업) 프로그램 등이 시
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축사육두수 확대, 농산물 가공, 재식림, 유기농업 등 여러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매우 값비싼 식품으로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우유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정부기구(NGO)는 평양의 인근 지역에서 낙농 사업을 시작했다.

기관에 염소 젖이 공급된다. 지방에서 염소를 사육하면 양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염소
젖을 생산할 수 있다. 염소 젖은 시골 가정에서도 소비된다. 이에 NGO를 중심으로 염
소를 개별 가정에 보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식품 가공은 지역 식품산업의 일
부로서, 주로 평양에서는 상품을 구할 수 있지만 이는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용 제품이다. 비정부국제기구(INGO) 프로젝트에서는 북한의 식품가공
및 생필품 부(the Ministry of Food Processing and Daily Necessities)와 협력하
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낙농업과 콩 가공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로의 체제전환을 실시한 동유럽과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부터 자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1998년에는 국제사
회의 도움을 받아 ‘나진기업학교’와 같은 시장경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스위스 개발협력기구(SDC)의 지원을 받아 평양비지니스스쿨(PBS)를
설립하고 MBA 과정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 프
로그램(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을 발족하고
2014년까지 매년 6명의 경제 및 경영 분야 전공 북한 대학교수들을 UBC로 초청하여
6개월간 시장경제와 관련한 장기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
제의 도입과 성공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카더(Cadre)로 불리는 고급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도 관료들과 핵심일꾼들을 대
상으로 하는 시장경제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북한의
공식적 경제제도로 안착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달성하고 이것이 경제체제의
전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미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
도인지 또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북·
중, 북·러 관계에 있어 사회주의 동맹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우호적 경제지원
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의 무역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한 중앙 계획에 의한 공동생산
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을 통해 임금 및
물가의 현실화,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를 위한 19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계획, 노동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도입하였다. 한편, 기업소 및 공장에 생산과 처분, 상
대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 허용 조치와 정부의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는 가운데, ‘종합시장’은 2003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시장을 의미
하는데, 이런 현대식 시장이 허용된 이후, 기존의 장마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각 지역마

다 지방정부가 건립한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시장 규모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안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북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 꾸준하게 확장되어 왔다.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의 위성사진을 통한 연
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식시장의 수는
43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5년에 확인되었던 396개에서 40개가 늘어
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당국은 농업 및 기업 부문의 관리방식에서 개별 기업(협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농장)과 개인(포전)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를 도입하여 개인 몫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 수준으로 축소(포전담당책임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독립채산제(예산 독립제도)와 월급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장경쟁
의 원칙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2014년경 평양에 주택거
래소를 설치하고 주택의 사적 거래를 뒷받침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에는 1980년대부터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
구(WHO), 유니세프(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UNDP) 등
6개 기구가 북한에 상주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에 식량상황도 크게 개선되었다. 여기엔 영농자재 구입 용이, 개인농업 허용 확산, 북
한정부의 식량수입 확대, 시장활동 증가, 현금 조달능력 향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
다. 비록 북한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국제원조가
큰 도움을 주었으며, 국제사회의 원조기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트랙터나 트레일러
등 대형 수입기계는 물론 농업용 비닐 박막(종자번식용), 종자, 비료, 살충제, 배낭식
분무기, 보호장구, 양수기, 수공구, 플라스틱 양동이 등의 농자재를 공급해왔으며, 이
제 단순 식량지원을 넘어 필수의약품과 의료물자 공급으로 이어짐으로써 위생과 면역
부문을 비롯한 예방접종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북
한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하며,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이 북한에도 여전히 빈곤계층이 존
재하며 이미 취약해진 북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
로 2014년에 시작된 국제적 긴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부가적 제약이 심화된
가운데, 사업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여 식량을 원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
겠다.
•

관련 자료
- “국제 북한인권 NGO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KDI 북한 경제 리뷰 2017.04.

기도 제목
• Otto Warmbier의 죽음을 애도하며, 화해와 대화의 창이 열리고, 이 죽음으
로 인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 핵 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실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긴장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 문제인 정부 각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국제 및 북한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우상 체계가 속히 무너져 북한의 2400만 백성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잘 협력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임금의 대부분을 착취 당하고 있습
니다. 이들의 인권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고, 이들이 외부 소식을 듣게 됨으
로 자유통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은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예
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후속조치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
가운데, 한반도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 김정은 안에 있는 여러가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
님 앞에 겸손히 걸어갈 수 있도록….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7/9)
오늘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테이블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재배정됩니다.
(문의: 이청호 형제)
2. 침례식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
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규진 목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식은 8월 12일 빌리지 가족수양회 (Family Camp) Nehalem Bay State Park 바닷
가에서 있으며, 3주간의 침례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침례식은 10월 28-29일 예배에서
있습니다.
3. 무릎 선교사 모임 (7/15)
무릎선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7월 15일 (토) 7am
- 장소: Fellowship Hall - West

2. 탁구대 도네이션
교회에서 성도들이 친교 목적으로 사용할 탁구대 (Table Tennis)를 도네이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johnk@vbconline.org).
3.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24(월)-28(금),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4.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만국 박람회 (7/28(금), 6-7pm @ Gym)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간의 금요일, 체육관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각 테이블마
다 각기 다른 나라가 소개되며, 그 나라의 물건이나, 옷, 게임, 음식 등을 경험해 볼 수 있
습니다. 7-8시에는 the south lawn에서 바베큐 디너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5.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자원봉사자 및 물품 모집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섬겨 주실 분은 인터넷으로 등록 바랍
니다. (vbs.vbconline.org) 필요한 물품으로는 Tree Top Fruit Snacks, Gold fish
(개별 포장), Animal crackers, Graham crackers, 15개 캠핑 캐노피(사용후 반환),
10개 costco size bag 모짜렐라 치즈, 닭고기 가슴살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만들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4. 출타: 최규진 목사 (7/3-9)
최규진 목사는 LA 지역 카이로스 선교훈련 인도(7/3-8)와 휴가차(7/8-9) 출타 중입니다.

6. 여성부 하이킹 안내 (7/15(토), 9:30am @ Tualatin Hills Nature Center)
1-1.5 마일의 포장과 비포장길이 섞여있는 산책로입니다. (문의: Mary Roberts)
- 주소: 15655 SW Millikan Way Beaverton (Nature Center의 입구 출발)

@ 지역사회

7. 포틀랜드 구제 사역 기부 안내
포틀랜드 구제 사역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내에 비치된 PRM 통에 깨끗한 옷, 여행
용 세면 용품과 여성용 위생 제품을 기부해 주십시오. (이외 다른 물품 기부 불가)

1. 2017 오레곤 밴쿠버 부흥성회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 주최로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 강사: 김승욱 목사 (분당 할렐루야 교회)
- 일정: 복음 - 7월 21일 (금) 7:30pm
열방 - 7월 22일 (토) 7pm
교회 - 7월 23일 (주일) 3pm
- 장소: 포트랜드 영락교회 (17415 NW Walker Rd. Beaverton)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1) 이번달 크렘투로 선교를 떠나는 빌리지 선교팀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팀원들과 그 곳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 께서 정하신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
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기도해 주십시오.
2) 비버튼의 이웃 교회들을 위해, 그들의 리더쉽 팀의 축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
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주변 지역 사회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성령안에서 함
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8. 빌리지 가족 캠프 안내 (8/8(화)-13(주일) 중 원하는 기간)
올해 빌리지 가족 캠프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오피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Susan Moore, susanm@vbconline.org)
9. 빌리지 셔틀 서비스 중단 (6/25-9/9)
여름동안 빌리지 셔틀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9월 10일 다시 운행됩니다.
10. 아이돌봄 도우미 모집
빌리지 너서리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Sarah Meeds께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11.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7/11(화), 9:30am @Fanno Creek Trail)
1-1.5마일의 쉬운 산책로로 유모차로도 산책 가능합니다.
- 주소: 8175 SW Hall Blvd, Beaverton (Arbys parking lot에서 모여서 출발)

